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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항만 관제시스템을 위한 CCTV 카메라 개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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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 및 연구목적1

최근 해양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해양안전에 대한 경

각심이 높아지고 있다. 또한 항만에서 발생하는 밀입국, 화
물관리 등을 위한 항만 감시 장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

는 실정이다. 
본 논문에서는 선박 혹은 항만 등에 설치하여 고해상도의 

영상정보를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CCTV용 디지털 카

메라의 구현결과에 대하여 기술한다. 

2. 연구방법

제작한 카메라는 600만 화소의 고해상도 이미지센서를 사

용하였고, 해양 혹은 항만에서 사용되는 제품이므로 동작 

온도, 습도와 카메라 하우징의 방진/방수, 동작 온도 등을 아

래의 표 1과 같은 목표치에 맞춰 개발하였다.  

종류 성능

카메라

화소 6M[Pixel]

온도 -25~60[℃]

습도 95[%](±25[℃])

하우징
방진/방수 IP66

온도 -25~60[℃]

표 1. 개발한 카메라 및 하우징의 성능 목표치

3. 구현결과 및 고찰

그림 1에서는 제작한 카메라와 하우징의 외형을 보이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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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다. 이 카메라와 하우징을 대상으로 표 1의 성능 목표치를 

달성하기 위한 시험평가를 수행하였다. 온도/습도 동작실험

의 경우 항온항습챔버를 이용하여 온도범위 –25~60[℃]에서 

2시간 동안 수행하였다. 시험결과는 각 온도 조건에서 10분
간 유지시킨 후 카메라 화면의 정상 구동 여부로 확인하였

다.
하우징의 방진/방습 성능확인은 제품내부로 먼지나 물의 

침투가 없는 수준인 IP66을 기준으로 수행하였다.   

 

그림 1. 제작한 카메라와 하우징 외형

4. 결 론

본 논문에서는 해양항만용 관제시스템을 위한 CCTV 카
메라와 하우징을 구현하였다. 구현한 카메라와 하우징은 온

도, 습도, 방진/방수 등의 시험평가를 수행하여 성능을 확인

하였다.
본 논문에서 개발한 카메라와 하우징은 향후 선박, 항만, 

공항 등과 같이 고화질 CCTV를 기반으로 운용되는 관제 시

스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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